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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OCAL Tour by XEE

BMX / Skateboard

2016 / 01 /21 ~02 / 05

익스트림스포츠의 발상지인 남부 켈리포니아 문화탐방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XEEWorks 익스트림스포츠투어

2015년 1월에 SOCAL투어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올 한해 시즌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뚜렸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1, 투어일정 요약

일정

장소

인원

목적

지도자

숙소

이동

비용

특전

모집마감
        ~11:00
        ~14:00

14:40~
        ~08:40
09:30~10:30
10:30~12:00
12:00~13:00
13:00~15:00
15:00~15:30
15:30~19:00
19:00~20:30
21:00~22:00
08:00~09:00
09:30~11:30
11:30~14:00
14:00~15:00
15:00~19:00
19:00~20:30
21:00~22:00
08:00~09:00
09:30~11:30
11:30~14:00
14:00~20:00
19:00~20:30
21:00~22:00

24 / 일
25 / 월
26 / 화
27 / 수
28 / 목
29 / 금
30 / 토
31 / 일

2월1일 / 월
2월2일 / 화
2월3일 / 수

06:00~07:30
07:30~08:00

11:00~
        ~17:30
17:30~18:00

18:00~

15인승 풀사이즈 밴, 7인승 미니밴, 모터홈 중 인원수에 따라 코스 및 차량변경.

XEEWorks 교육생, 가족동반, 재참가선수, 제휴업체 추천선수 - 각 10%할인(중복적용 불가)

오렌지카운티 호텔 또는 모빌홈 투어

총괄 운영 XEE 이윤호(010-3561-8498)

350만원(항공권,여행자보험,교육,숙박,식사,보급,차량 포함) (불포함내역:입장료, 시합참가비, 옵션 등)

** 2016 SOCAL Tour By XEE (S.California, USA) **
2016년 1월 21일 ~ 2월 5일(14박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일원

BMX / SkateBoard -각 종목당 선수6*2종목=12명 + 지도자2명 총 14명 (선착순)

익스트림스포츠의 발상지인 캘리포니아투어로 동계훈련 및 문화탐방

2015 12월 15일까지 / 여권사본제출, 입금완료

2월4일 / 목

DEPARTURE

2월5일 / 일

도착

 집결 - 아시아나카운터 / 인천국제공항 3층
 인천국제공항 - OZ 202
ICN 인천국제공항 - LAX 톰브레들리 국제공항

 LAX 톰브레들리 국제공항
화물픽업 / 렌터카픽업
호텔로 출발
점심식사 - 현지식당

한국 

21 / 목

도착

21 / 목

22 / 금

23 / 토
점심식사 - 다운타운
에너하임 엔젤스 스타디움-슈퍼크로스 관람(선택) 후 시티투어 쇼핑
저녁식사 - 다운타운

훈련 및 시합참가
저녁식사 - 훈련리뷰
호텔 - 휴식
호텔 아침식사

호텔 체크인 / 자전거조립

호텔 - 휴식
호텔 아침식사
뉴포트비치 오전 트레이닝
점심식사 - 다운타운
OrangeY Track / Vans Orange Skatepark

OrangeY Track / VANS Jack Garage Skatepark

LAX 톰브레들리국제공항 - OZ 201
 LAX International Airport - ICN International Airport
수화물픽업
단체사진 촬영 및 해산

Bell Floewer Track / Bell Flower Skatepark
훈련
저녁식사 - 훈련리뷰

Bell Floewer Track / Bell Flower Skatepark
OrangeY Track / VANS Jack Garage Skatepark

렌터가 반납

OrangeY Track / LongBeach Skatepark
Bell Floewer Track / Bell Flower Skatepark
Whittier Track / Smith Skatepark
OrangeY Track / Vans Orange Skatepark
호텔체크아웃 / 공항으로 이동

Freedom Park Track(State Race) / Venice Skatepark

Lake Parris Track / Lake Perris Skatepark
Chulla Vista, Kierni Track / Chulla Vista Skatepark

호텔 - 휴식
OrangeY Track / Volcom Skatepark

헌팅턴비치 오전 트레이닝



2, 방문지역 소개

주요 트렉
OrangeY

Bell Flower
Whittier

Lake Perris
Chulla Vista

Kierny

주요 스케이트파크

VANS orange
Volcom Park
VANS Jack's
Venice Park

Long beach Park

주요관광지

에너하임 야구장

유니버셜스튜디오

비치들

헐리우드

비버리 힐즈

훈련스케줄이 우선이긴 하겠으나 현지쇼핑이나 문화탐방으로 미국문화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배우며, 합숙훈련기간 중 현지인들과의 생활로 생활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참가자들은 15일간의 익스트림스포츠투어로 폭넓은 시야와 차원높은 스케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방문하는 남부캘리포니아는 년중 따듯한 지중해성 기후로 운동하기엔 최적 기후조건이다.

서퍼로부터 발생한 스케이트보드와 BMX등의 익스트림문화의 발상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더나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디오에 나오는 유명한 Skatepark와 스팟, BMX트렉 등이 수백여 곳에 달하며,

매년 대규모 익스트림스포츠 이밴트가 자주 열리기도 하는 곳이다.

특히 BMX트렉들은 매주 2~3회의 로컬경기가 열리고 있고,

스케이트파크와 트렉의 운영은 매일 방과 후 오후나 저녁시간에 생활체육으로 운영중이다.

세계각국의 프로선수들도 겨울에는 남부캘리포니아로 동계훈련을 오기 때문에 트렉이나 파크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고 또 같이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자주있다.

30년이 넘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역사의 트렉
유럽 및 일본의 대표선수들이 전지훈련지로 많이오는 트렉

영화의 성지로서 LA의 필수 관광코스 중 하나

헐리우드 인근의 대규모 고급빌리지 유명배우나 자산가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곳도 반스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큰대회가 자주 열리는 콘크리트파크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퍼블릭파크로서 유명한 관광지인 베니스비치에 있다.

비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콘크리트파크

유명이밴트가 자주열리는 곳으로 이번에 슈퍼크로스가 열린다.(옵션80$)

대규모 테마파크로서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이 있다.(옵션80$)

서퍼들의 고향, 아름다운해변, 롱비치,헌팅턴비치,산타모니카,베니스 등이 유명

이 트렉도 유명선수가 많이 배출된 이름난 트렉
올림픽 2관왕인 마리스선수를 포함한 유명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트렉 

미국대표팀의 훈련트렉으로서 태릉선수촌과 같은 입지의 트렉
하로팀이 자주 이용하고 비디오에도 자주등장하는 트렉

오렌지 아울렛내에 있는 실내파크로서 유명한선수들이 자주오고 대회도 열림
유명 스케이트브랜드인 볼컴에서 만든 파크로서 무료개방하는 퍼블릭 파크



참가자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 연락처

주소

혈액형 키 몸무게

보호자 E-Mail 연락처

건강상태확인서
투어내용

투어지역

개인정보 이용동의

정보 보유기간

종료 후 1년

2015.           .           .

신청자(보호자)

XEE(엑시) 귀중

http://www.xeeworks.com    /    ds5knj@gmail.com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2016 SOCAL Tour By XEE / 참가 신청서

미국서부 남부캘리포니아 일원

익스트림스포츠(BMX,Skateboard) 훈련 및 시합참가

건강상태 및 증상 요청사항

                                  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26 XEE(엑시)   담당자 : 이윤호 이사 (010-3561-8498)

본인은 2016 SOCAL Tour By XEE 참가자로서 상기 개인정보를 XEE에 제공 및

해당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하고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익스트림스포츠 종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바, 훈련 및 경기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당사자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투어주최사 및 사고 상대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것을 서약합니다.

XEE 투어에 대한 

서비스정보의 제공
XEE(엑시)

성명,정보,연락처 등

신청서항목


